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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모빌리티 국내외 시장 ᐧ 트렌드 분석과 주요 분야별 시장동향 및 미래전망

Ⅰ.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과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를 통한 산업변화 전망
1. 국내외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동향 및 전망
1) 스마트 모빌리티 개념
2) 스마트 모빌리티의 필요성 및 교통 패러다임 변화
(1)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 배경 및 필요성
1.1) Motorizarion 에 따른 필요성
1.2) Life Style 변화에 따른 필요성
1.3) 교통 수단의 목적성 변화에 따른 필요성
1.3.1) 차량별 이용 형태 변화
a) 자가용 승용차
b) 대중교통
1.3.2) 교통수단 최적화를 위한 형태
(2) 스마트 모빌리티로 인한 교통시스템 변화 및 전망
2.1) 스마트 모빌리티 편익
2.2) 교통시스템 패러다임 변화 및 미래 전망
2.2.1) 사람-수단-서비스 간 연결성 강화
2.2.2) 소유에서 공유(Sharing)로의 전환
2.2.3) MaaS 의 등장
2.2.4) Autonomous-MaaS 전망
3)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및 기술수준
(1) 서비스 특징 및 사례
(2) 요소기술별 기술수준
4) 미래 서울 교통의 모습
2.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
1) 스마트시티에서의 스마트 모빌리티
2) 4 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 미래 모빌리티 혁명
(1) 4 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 모빌리티
1.1)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지속가능 모빌리티
1.2) 에너지/모빌리티 혁명과 모빌리티
(2) 전기화 트렌드 및 공유자율주행전기차 기반 모빌리티 혁명

2.1) 전기화(Electrification) 트렌드 전망
2.2) 공유자율주행전기차 기반 모빌리티 혁명
(3) UAM 기반 3 차원 입체 모빌리티 미래 전망
3) 국내외 스마트시티·스마트 모빌리티 도입사례
(1) 국내
1.1) 서울시
1.2) 세종시
1.3) 당진시
(2) 국외
2.1) 미국
2.2) 중국
2.3) 독일
2.4) 네덜란드
2.5) 싱가포르
3. Deloitte 의 모빌리티 전망
1) 모빌리티 생태계 미래상
2)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전망
4. 차량공유와 MaaS 플랫폼 동향 및 전망
1) 글로벌 차량공유 산업동향과 미래 모빌리티 전망
(1) 개요
1.1) 개념
1.2) 분류
1.3) 서비스 효과
1.3.1) 긍정적 측면
a) 경제적 효과
b)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
c) 이용자 편의 향상
1.3.2) 부정적 측면
(2) 글로벌 시장동향 및 전망
2.1) 시장 규모/전망
2.2) 공유차량 보유대수 비중 전망
2.3) 글로벌 투자 규모 및 동향
2.3.1) 투자액 및 투자건수
2.3.2) 지역별 투자동향
(3) 산업동향 및 전망
3.1) 산업 특징 및 생태계 동향
3.2) 자율주행 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미래 생태계 전망
3.3) 글로벌 정책동향
(4) 기업 유형별 투자동향 및 전략

4.1) 완성차 기업
4.1.1) 투자 전략
4.1.2) 투자 사례
4.2) ICT 기업
4.2.1) 투자 전략
4.2.2) 투자 사례
(5) 모빌리티 비즈니스의 미래
5.1) 미래 자동차 생태계 전망 및 밸류체인
5.2)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 창출
5.2.1) 마이크로 모빌리티
5.2.2) 물류와 모빌리티
2) MaaS 를 통한 모빌리티 혁명 및 산업전망
(1) 개요
1.1) 개념
1.2) 분류
1.3) 서비스 단계
1.4) 개인의 needs 에 대응한 MaaS
1.5) MaaS 요금체계
(2) 발전방향 및 전망
2.1) 초기형태: FMM 과 LMM service
2.2) 궁극적인 형태: 자율주행자동차
(3) 국내외 산업동향 및 전망
3.1) 국내
3.2) 국외
3.2.1) 시장동향
3.2.2) 완성차/ IT 기업 MaaS 추진사례
3.2.3) 시장전망
(4) 주요 서비스 구축 및 도입사례
4.1) MaaS Global
4.2) Qixxit
4.3) Ubigo
4.4) IRIMS 프로젝트
4.5) Moovel Group
4.6) mobil
4.7) Citymapper
4.8) Conduent
4.9) TAGO
3) 서울형 MaaS 추진계획 및 MaaS Korea
(1) 서울형 MaaS 추진현황
1.1) 도입여건
1.2) 추진방향

1.3) 추진계획
1.3.1)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1.3.2) 연계 수단 및 정보
1.3.3) 제공서비스
1.3.4) 서울시-민간 역할
1.3.5) 사회적 공감대 형성
(2) 단계별 추진전략 및 생태계 조성 현황
2.1) 단계별 추진전략
2.2) 생태계 조성 현황
2.2.1) 생태계 조성 방안
2.2.2) 단계별 접근 방안
2.2.3) 미래 MaaS 모습
(3) MaaS Korea 시나리오
5. CES 2020 으로 본 차세대 모빌리티 혁명
1) CES 2020 으로 본 미래 운송수단
2) 업계별 미래 모빌리티 전략
(1) 가전업체
(2) 완성차업체
2.1) 현대차
2.2) 도요타
2.3) 다임러
(3) 부품업체
3) 스마트시티와 모빌리티 솔루션 전망
Ⅱ. 퍼스널 모빌리티/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분석 및 전망
1. 퍼스널 모빌리티 개념 및 제품 유형별 시장동향
1) 개요
(1) 개념
(2) 특성
(3) 제품 유형
2) 확산 배경
(1) 환경규제
(2) 메가시티
(3) 신교통수단
3) 제품 유형별 시장동향
(1) 전동킥보드
1.1) 시장동향
1.1.1) 글로벌 시장전망
1.1.2) 제조사별 점유율 현황

1.2) 제품 및 소비자 트렌드
1.3) 공유 스타트업 현황
1.3.1) 버드(Birds rides)
1.3.2) 스핀(Spin)
1.3.3) 라임(Lime)
(2) 전동휠
2.1) 시장동향
2.2) 제품유형
2.3) 제품 트렌드
(3) 전기자전거
3.1) 시장동향
3.2) 제품 트렌드
3.3) 주요 참여자 현황
2. 국내외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분석
1) 국내
(1) 시장현황
(2) 시장 수요 현황
(3) 규제 및 서비스 사례
3.1) 규제 현황
3.2) 규제혁파 로드맵
3.3) 대표 서비스 사례
3.3.1) 공유: 킥고잉(KICKGOING)
3.3.2) 보험
(4) 자율주행 관련 연구동향
2) 국외
(1) 시장현황
(2) 주요국 시장 특성 및 트렌드 분석
2.1) 독일
2.1.1) 시장현황
2.1.2) 소비자 트렌드
2.1.3) 제품 트렌드
2.1.4) 시장전망
2.1.5) 유망시장: 전동스케이트보드
2.2) 폴란드
2.2.1) 시장 트렌드
2.2.2) 시장 SWOT 분석
2.2.3) 유통구조
2.2.4) 제품 및 가격 트렌드
2.2.5) 인증 및 규정 현황
2.3) 벨기에

2.3.1) 시장현황
2.3.2) 소비자 트렌드
2.3.3) 제품 트렌드
2.3.4) 유통채널
2.3.5) 인증 및 규제현황
2.4) 뉴질랜드
2.4.1) 시장현황
2.4.2) 공유 서비스 현황
2.4.3) 제품 트렌드
2.5) 벨라루스
2.5.1) 시장 트렌드
2.5.2) 수입동향
2.5.3) 제품 트렌드
2.5.4) 시장진입 고려사항
2.6) 오스트리아
2.6.1) 시장현황
2.6.2) 수입동향
2.6.3) 관련 규정
2.6.4) 공유서비스 업체현황
2.6.5) 인기제품 동향
2.7) 세르비아
2.7.1) 시장현황
2.7.2) 소비자 트렌드
2.7.3) 제품 트렌드
2.7.4) 어플리케이션 현황
2.7.5) 규제 현황
2.8) 이스라엘
2.8.1) 일반 자전거 시장현황
2.8.2) 전기자전거 시장현황
a) 수입 대상국
b) 배터리 수입동향
c) 수요 전망
2.8.3) 전동킥보드 시장현황
2.9) UAE
2.9.1) 제품 및 시장 트렌드
2.9.2) 규제현황
2.9.3) 시사점
2.10) 중국
2.10.1) 시장현황
2.10.2) 수입동향
2.10.3) 제품 트렌드

2.10.4) 소비자 트렌드
2.10.5) 시사점
(3) 규제 및 서비스 사례
3.1) 주요국 규제현황
3.2) 대표 서비스 사례
3.2.1) 공유
3.2.2) MaaS
3.2.3) 렌탈
3.2.4) 보험
(4) 자율주행 관련 연구동향
3. 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동향 및 전망
1) 개요
(1) 정의
(2) 분류
(3) 제원 및 특
2)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1) 국내
(2) 국외
2.1) 글로벌 시장전망
2.2) 글로벌 주요 업체동향
2.3) 주요국 시장동향 분석
2.3.1) 미국
a) 주요 도시별 시장잠재력
b) 이용 건수 및 현황
c) 주요 기술개발 동향
2.3.2) 유럽
2.3.3) 일본
3) 수익모델 트렌드
(1) 도크리스 스쿠터 공유업체의 新사업모델
1.1) 기존 수익구조와 새로운 수익모델 사례
1.2) 방치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사례
(2) 시장 확산 한계에 따른 전기자동차 적용 방안
(3) 신기술 접목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
4) 시장전망
Ⅲ.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산업동향 및 추진 로드맵 전망
1. 개요
1)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2) 플라잉카(Flying Car)

3) 개인용비행체(PAV)
4) 전기동력수직이착륙기(eVTOL)
2. UAM 시장현황 및 미래전망
1) 시장 형성의 조건
(1) 기술
1.1) 개요
1.2) 핵심기술 요소 및 동향
1.2.1) 추진계통
1.2.2) 배터리
1.2.3) 기타
(2) 규제
(3) 인프라
3.1) Uber
3.2) Volocopter
3.3) 현대자동차
(4) 사회적 수용성 증대
4.1) 합리적 가격
4.2) 높은 안전 수준
4.3) 저소음 및 친환경성
2) 시장동향 및 전망
(1) 시장규모 및 전망
(2) 시장가치 전망
(3) 시장 도전 과제
3) PAV 비즈니스 모델 및 초기 구매 비용
(1) 비즈니스 모델 적합도
(2) 초기 구매 비용 예측
4) 주요 업종별 수혜 전망
(1) 인터넷 플랫폼 업체
(2) 항공기 제조업체
(3) 반도체 및 센서 업체
(4) 기타
3. UAM 산업동향 및 주요 플레이어 동향
1) 성장 가능성
2) 관련 투자 동향
3) 산업 트렌드 전망
(1) 배경
(2) Last-mile Delivery
2.1) 드론 배송 서비스
2.2) Last-mile Delivery

(3) Air Metro
(4) Air Taxi
4) 업계별 UAM 을 활용한 모빌리티 솔루션
(1) 개요
(2) 스타트업
(3) 항공·자동차 기업
3.1) 항공기 OEM
3.2) 완성차 OEM
3.3) 기타
(4) 플랫폼 기업
5)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1) 개요
(2) 비전 및 목표
(3) 주요 추진내용
3.1)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제도 설정
3.2) 민간역량 확보·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3.3) 대중수용성 확대를 위한 단계적 서비스 실현
3.4) 이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연계교통 구축
3.5) 공정·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3.6) 국제협력 확대
(4) 추진체계 및 일정
(5) 기대효과
5.1) 도시교통 이용 형태의 변화
5.2) 산업 부가가치 창출
Ⅳ. 우버 vs. 현대자동차 차세대 모빌리티 전략 분석
1. 우버
1) 기업 개요
2) 사업구조 및 전략
3)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1) 마이크로 모빌리티
(2) 음식배달 서비스: Uber Eats
(3) 물류: Uber Freight
(4) Air Taxi: Uber Elevat
2. 현대자동차
1) 기업 개요
2) 사업구조 및 전
(1)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Smart Mobility Device)
1.1) 지역 및 제품 관점의 최적화 성장 전략

1.2) 3 대 스마트 차별화 요소
1.3) 구조적·근본적인 원가경쟁력 확보 체계 구축
(2)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Smart Mobility Service)
(3) 3 대 핵심 재무 목표
3)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1) UAM: PAV 컨셉트 모델 S-A1
(2) PBV: 맞춤형 이동형 모빌리티 컨셉트
2.1) 개념
2.2) 형태 및 기능
2.3) 활용성
(3) Hub: 모빌리티 환승 거점
Ⅴ. 부

록

1.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전망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빌리티
1) 포스트 코로나 모빌리티 변화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역별 유망기술 전망
(1) 8 대 영역별 미래모습 및 시나리오
(2) 8 대 영역별 유망기술 도출
3. 공유 모빌리티 트렌드 Survey
1) 전반적인 교통수단 이용 행태
(1) 평소 이용 교통수단
(2)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
(3)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의향
2)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 이용 행태
(1) 서비스 인지 및 설치
(2) 서비스 이용 경험
(3) 서비스별 이용 상황
(4) 서비스별 만족도

